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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6-year-old, spayed female Miniature Pinscher dog with chronic vomiting lasted for 7 weeks

was referred to the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examination, complete blood counts, serum chemistry, gastroscopy,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endoscopic

biopsy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were performed for the diagnosis. The complete blood counts

and serum biochemistry revealed no remarkable effect to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Gastroscopy

revealed erosion, erythema in mucosal surface of gastric lesions and endoscopic biopsy performed. No

significant findings in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were observed,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infiltration of lymphocyte in the gastric mucos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dog was diagnosed with

lymphocytic gastritis. The dog were treated by metronidazole and ranitidine with hypoallergenic diet, and

then the patient showed no vomiting or other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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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염이란 위점막의 염증 세포 침윤으로 정의할 수 있

으며 표준화된 시각적 등급법을 이용하여 조직학적으로

우세하게 침윤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림프구성, 호산

구성, 육아종성 및 림프여포성으로 분류하며, 정상 구조

의 변이정도에 따라서 위축, 비대, 섬유, 부종, 궤양 및

화생으로 분류한다 [4].

림프구성 위염은 개와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는 형태로 상피세포 내 림프구(intraepithelial lymphocyte)

의 침윤을 특징으로 한다 [6, 8, 19]. 림프구성 위염의 발

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IgE 매개에 의한 음식물 과민 반응과 관

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만성 소화장애와 같이 장관내

의 항원에 대한 면역 기전 이상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

다 [1, 12, 17, 23, 24]. 또한 Helicobacter pylori가 림프

구성 위염을 유발하는 항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으며 [3, 14], gluten이나 ticlopidine과 같은 약물

에 의한 원인도 보고되어 있다 [2, 15]. 

림프구성 위염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일반적으로 특이

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간헐적이고 지속적인 구

토 또는 구토 증상 없이 경도의 오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

다 [4, 5]. 이를 진단하기 위해 위내시경검사, 상부 위장관

조영촬영 검사, 위점막 생검법이 유용한 진단 방법으로 사

용되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18]. 

본 증례에서는 7주간 만성적인 구토와 식욕부진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상부 위장관 조영촬

영 검사 및 위점막 생검 후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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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림프구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 한다.

증 례

병력 및 임상증상

8년 령의 중성화한 암컷 Miniature Pinscher가 구토와

식욕부진을 주증상으로 개인동물병원으로부터 본원에

진단의뢰되었다. 구토의 빈도는 하루에 1~2회, 양상은

포말성 또는 노란색 담즙이 섞여있었다. 7주전 위염으

로 개인동물병원에서 진단받고 위점막 보호제를 처방

받았으나 현저한 임상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신체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2.9 kg, 체온이 39.2oC, 심박수

가 266회/분, 호흡수가 33회/분이었으며 경도의 탈수 증

상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일반 혈액 검사와 혈청

화학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부 위장관 조영촬영 검사

상부 위장관 조영제 투여 후 시간대별 방사선 검사에

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운동성 장애, 이물, 폐색,

중첩 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위 내시경 검사

위 내시경(CLV-E; Olympus, Japan) 검사를 통해 기저

부와 위몸통 부위에서 점막의 미란, 발적, 불규칙한 표

면을 확인하였다(Fig. 1). 

조직병리학적 소견

위 병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 시

위점막 생검을 실시한 후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점막

과 분비샘 주변에 심한 림프구의 침윤과 샘조직 사이로

울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림프구성 위염으로 확진

하였다(Fig. 2).

Fig. 1. Gastroscopy. (A) Diffuse thickened, erosive (black arrows) mucosa of gastric body lesions. (B) Erythematous mucosal

surface in the gastric fundus lesions is shown.

Fig. 2.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gastric mucosal biopsy from gastric lesion. Note the numbers of lymphocytes infiltrated

within the epithelium is outnumbered than 25 lymphocytes/100 epithelial cell, which is diagnostic of lymphocytic gastritis

[A. H&E, ×100. B. H&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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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는 48시간 동안 절식시켰으

며 수액 처치는 0.9% normal saline(Safe-flex; 제일제당,

한국)을 60 ml/kg/day로 투여했으며 cefazoline(25 mg/kg,

세파졸린; 국제약품, 한국) 및 ranitidine(2 mg/kg, 라니틱;

하나약품, 한국)을 1일 2회 정맥내 주사했다. 내원 3일

째 환자는 퇴원했으며 cephalexin(25 mg/kg, 팔렉신; 동

화약품, 한국), metronidazole(10 mg/kg, 후라시닐; 한일약

품, 한국) ranitidine(2 mg/kg, 라니티드; 티디에스팜, 한

국), prednisolone(1 mg/kg, 니소론; 국제약품, 한국)을 경

구 처방했다. Prednisolone(1 mg/kg, 니소론; 국제약품, 한

국)은 부작용을 염려하여 구토가 심할 경우에만 별도로

먹이도록 보호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이처방으로

저알러지성 사료(Hypoallergenic; Royal canin, 한국)를 먹

이도록 권장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부터 현재까지 구토

증상이 없었으며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일반

적인 상태, 식욕, 활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치료에 대

한 반응은 양호하였다.

고 찰

림프구성 위염은 종종 위점막의 위축을 동반하며, 만

성적으로 위점막이 위축되면 장상피화생이 수반되는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위 선암종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다 [4, 13]. 따라서 만성적인 위염이 위 선암종

으로 진행되기 전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요구된다.

본 증례와 같이 환자가 구토를 나타내는 경우 위장관

혹은 내분비, 대사성, 전신적 질환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감별진단을 위하여 실험실적 검사, 영상 진단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가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병

리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11, 22].

림프구성 위염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일반적으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구토 또는 경도의 오

심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5]. 어린 비글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위염에 이환되었음에도

무증상을 나타난 경우가 약 9%라고 보고하고 있다 [5].

또한 만성 위염에 이환된 환축 중 35% 만이 구토를 나

타냈으며 25~48%는 무증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10, 21], 본 증례에서도 신체검사에서 경도의 탈수 증상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검사, 혈청화학 검사, 요검사는 대사성, 내분비성,

감염성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전해질 검사와 혈액의 산염기 평형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하여 교정해야 한다 [22].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환자에

서 임상병리학적 검사는 보통 정상을 나타낸다 [4]. 본

증례도 실험실적 검사를 시행하였지만 혈청 화학 검사

및 전혈구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염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인의에서 이용되는 Sydney system는 만성위염에 대한

병리학적, 내시경적 소견들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18, 20]. 이는 위염의 내

시경적 소견으로 부종, 발적, 유약성, 삼출물, 편평미란,

융기성 미란, 소결절상, 점막주름의 비후, 점막주름의 위

축, 혈관의 투영성, 벽내출혈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림

프구성 위염에서는 위주름의 비후, 소결절형성, 아프타

성 미란 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18], 본 증례에서

도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위의 비후, 위 기저

부 점막에서 미란과 불규칙한 표면을 확인하였으며 위

몸통부에서 점막의 발적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경도소

견을 나타냈으며 위축이나 비후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지

만 위 몸통부의 점막에서 혈관의 투영성이 증가했다. 그

러나 림프구성 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결절이 형성

되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위점막의 전반적

인 비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림프구성 위염에서는 바륨 조영 촬영상 점막 추벽의

비후, 위전정부 윤곽의 톱니형 변형, 경도의 경련성 수

축 및 내강의 협소화가 나타난다 [9]. 림프구성 위염은

비후성 위염과 감별이 필요한데 비후성 위염의 바륨 조

영 소견은 거대한 경직성 점막주름이 나타나고, 비후된

점막주름은 결절을 형성하며, 병적부위와 정상부위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25]. 본 증례의 경우에서는

상부 위장관 조영 검사에서 비후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

문에 비후성 위염을 감별할 수 있었으며 위장관 조영제

를 먹인 후 4시간 까지 촬영하였지만 위장관 운동성 장

애, 이물, 폐색, 중첩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다. 

림프구성 위염은 조직학적 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

100개의 상피세포당 20~30개의 상피세포 내 림프구 침

윤이 관찰되면 림프구성 위염으로 진단한다 [6, 11]. 림

프구성 위염의 병리학적 소견은 다양하나 위체부와 위

저부에 분포하는 두창성(varioliform) 위염에서 림프구성

위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7]. 위염은

조직학적으로 병변의 위치, 성상, 원인에 따라 다시 세

분할 수 있다. 인의에서는 위염의 병리학적 진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Updated Sydney system에서는 위염

의 분포에 따라서 위전역염, 전정부위염, 체부위염으로

나누며 염증, 호중구의 활성도, 만성염증, 위축, 장상피

화생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상, 경도, 증등도, 중증

과 같이 4단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18]. 정상 위점

막은 단핵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등이 산재 할 수 있으

나 과립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11]. 본 증례에서도 위

병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 시행시, 위

점막 생검을 실시하였다. 위점막 조직의 조직병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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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점막과 분비샘 주변의 100개의 상피 중 25

개 이상의 림프구의 침착을 확인하였으며, 샘조직 사이

로 울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림프구 이외

의 과립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위체부와 위저부

에 두창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림프구성 위

염으로 확진하였으며, Updated Sydney system에 의해 분

류한다면 위전역에 만성 염증을 동반한 경도의 림프구

성 위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성적인 위염에 이환된 환자 중 약 35%는 무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경도의 점막 염증과 그 진행이 느린 경

우가 많다 [10, 21]. 그러나 위 선암종으로 진행될 수 있

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13]. 경도의 림프구성 위염 환자의 치료

는 식이요법으로 시작한다. 2~4주간 식이요법을 시행하

는 동안 구토를 관찰하여 구토 증상이 완화되면 음식 불

내성(food intolerance)을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

러나 식이요법으로 구토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나

처음부터 중증의 림프구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prednisolone 1~2 mg/kg/day, 항히스타민제, 위점막보호제

를 경구투여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한다 [4]. 본 증

례의 경우에는 조직학적 검사 결과 경도의 림프구의 침

윤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metronidazole, cephalexin,

ranitidine과 저알러지성 사료를 약물과 병용하여 처방하

였다. Metronidazole은 면역 조절 작용과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치료에 사용된다 [16]. 그

러나 중증의 림프구성 위염으로 진행될 경우 prednisolone

과 같은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증례에서도 상기의 처방이 효과가 없고 중증

으로 진행될 경우 prednisolone을 먹일 것을 보호자에게

교육하였다. 림프구성 위염의 예방과 보다 효과적인 치

료를 위해 발생 원인 및 기전에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증례는 6년령의 중성화한 미니어쳐 핀셔가 구토와

식욕부진에 대한 일반적인 위염 치료에 반응이 없어, 정

확한 진단을 위해 본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의

뢰되었다. 위내시경검사, 상부 위장관 조영촬영검사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림프구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조절되어 좋은 예후를 나타낸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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